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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Busan Central I Park
부산 센트럴 아이파크
The large-scale complex of 3,500 units is designed with
spacious and clean space by having a 100% natural
view and a south facing layout in the central square
adjacent to Busan Seomyeon and Busan Citizen's Park.
Every household has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by applying a new concept that secures the openness
of the two sides, which was not seen in the high-rise
apartment complex. In addition, about 3,400 pyeong
large community space is provided with four zones, TREE
TOP CLUB (Top level community), LINK TREE CLUB
(Bridge community), ROOT CLUB(Welcome community),
and GROUND CLUB (Residential community).
부산 서면과 인접하고 부산시민공원을 품고 있는 대상지에 3,500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중앙광장에 100% 자연조망과 남향배치까
지 더 넓고 깨끗한 공간을 계획했다.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서 볼 수 없었던 전세대 2면 개방 이상을 확보하는 신개념 평면을
적용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확보하였고, 3,400평의 커뮤니티 시
설을 조닝에 따라 TREE TOP CLUB(최상층 커뮤니티), LINK TREE
CLUB(브릿지 커뮤니티), ROOT CLUB(웰컴 커뮤니티), GROUND
CLUB(주민 커뮤니티)의 4개의 조닝으로 구성하여 최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Client

현대산업개발

Location

부산광역시 진구 범전동 71-5

Site Area

129,655.00㎡

Gross Floor Area

602,911.02㎡

Stories

60F (3,500세대)

Structure

RC

설계담당

이창용, 김성겸, 최정욱, 장주석, 김동현,
민경준, 정관영, 강서현, 조민선, 권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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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Housing Redevelopment in Seocho Sindonga Apartment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 재건축

HDC I-PARK Cheongju Gakyung dist. 2nd Apartment

Client

현대산업개발

Location

서울시 서초구

현대산업개발 I-PARK 청주 가경지구 2차 공동주택

Site Area

45,532.48㎡

Gross Floor Area

225,438.79㎡

Stories

1,340세대

설계담당

이창용, 전성민, 권용한, 임형묵, 강서현, 이선영

I-PARK, BIG-PARK, which will be a premium complex of Cheongju living with nature while enjoying view of nature scenery!
Cheongju Gagyeong 2nd I-Park is an excellent complex with an optimal complex plan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the
site condition and with a green network of 100,000 square meters as the center of a large-scale brand town of Gagyeong park
complex. The complex is planned with a floor area ratio of 229%, a total of 664 households units are linearly arranged while
facing south securing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By having this design, compared to other apartment design, it allows to
create alpha room(additional room) with views while maximizing distance from each buildings.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청주의 프리미엄 단지가 될 I-PARK, BIGPARK! 청주 가경2차 아이파크는 가경지구 단지 내에서 대단지 브랜드 타운의 구심
점으로 대지의 장·단점을 고려한 최적의 단지계획 및 10만평 규모의 녹지네트워크를
가진 우수한 단지로 용적률 229%, 총 세대수 664세대, 남향으로 계획되었으며 모든
세대가 판상형, 맞통풍, 자연 조망 100%를 실현하였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동간 거리
와 전면 길이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망형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완
성하였다.

With the design of the concept of Oasis, URBAN OASIS, and the design of
the souther-like tower on the Gyeongbu Expressway, the city has secured
a view of just the inside leaders. The side-to-side layout of elementary
schools minimize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Japan and creates an
open housing complex with a mass design that is free of comfort.
사막같이 삭막한 도심에 오아시스, URBAN OASIS 컨셉의 디자인으로 경부고
속도로변 타워형 주동 배치로 단지 안쪽 주동의 조망을 확보하였다. 초등학교
변 측면 배치로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 하며 위화감 없는 매스디자인으로 열린
주거단지를 형성하였다.

Housing Redevelopment in Seocho
& Bangbae Kyungnam Apartment
서초방배 경남아파트 주택 재건축

Client

현대산업개발

Location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23번지 일원

Client

현대산업개발

Site Area

32,996.00㎡

Location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Gross Floor Area

106,335.56㎡

Site Area

34,637.91㎡

Stories

B2F, 29F (664세대)

Gross Floor Area

154,743.41㎡

Structure

RC

Stories

786세대

설계담당

이창용, 김성겸, 최정욱, 민경준, 권용한, 강서현, 최명수, 이선영

설계담당

이창용, 전성민, 임형묵, 정관영, 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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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

Busan Integration Building
부산 통합 청사

Integrated
Yengdeungpo-gu Post Office
영등포 총괄 우체국

Client

한국자산관리공사

Client

우정사업조달센터

Location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14

Location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6

Site Area

5,963.00㎡

Site Area

3,190.70㎡

Gross Floor Area

36,653.42㎡

Gross Floor Area

23,573.93㎡

Stories

B4F, 10F

Stories

B4F, 12F

Structure

RC

Structure

RC

설계담당

조양표, 박지혜, 서정훈, 김대현

설계담당

조양표, 박지혜, 서정훈, 김승겸, 김정수, 고유정

This plan integrates three institutions, Southeast Regional Statistics Offic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gency, and Busan Region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testing center equipped with a
hazard prevention facility and for improvement of the outdated office environment. As it is expressed in the mass composition,
it is planned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by planning the auditorium and rooftop garden which have the independence of
each institution while they can be integrated.

This project is to plan a head post office by transferr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existing Yeoido post office and by integratating
business functions of financial development institute located in Yeongdeungpo. On this 12 storey building. post office will be
located from the 1st to 4th floor, Financial Development Institute will occupy space from the 4th to 11th floor, and the restaurant
will be on the top floor. It is responsible for logistics center post office function. The facade was designed environmentally
friendly with vertical patterns.

본 계획안은 위해방지시설이 갖춰진 안정된 시험센터와 노후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동남지방통계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청사이다. 매스 구성에서도 표현되듯이, 기관별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통합 활용 가능한 강당 및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향상된
업무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본 계획안은 기존 여의도우체국의 물류기능을 이전하고, 현재 영등포에 위치한 금융개발원의 업무기능을 통합하여 총괄 우체국으로 계획하는 사업이다. 총
12층으로 4층까지 우체국이, 11층까지 금융개발원이 사용하고, 12층에는 식당이 계획되었다. 물류 중심의 우체국 기능을 담당하고 외관은 수직적인 입면
패턴과 환경친화적 입면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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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프로젝트 및 휴게시설

COOP AN PHU Apartment, Vietnam
베트남 호치민시 쿱 안푸 주상복합
The project is a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of Novaland
corporation, the project located in the district 2, Ho Chi
Minh City in Vietnam where called a new urban area of Ho
Chi Minh city. The project has 5 apartments towers which
include two basement storeys and 35 storeys above grade for
residence. Parking area was layouted at basement space and
commercial area combine with retails and shopping center
be layouted at first to third storey. Moreover, the project has
3 office towers which include one basement storey and 30
storeys above for rental office space. It is not only designed
as a concept of a community factor and open space for
citizens but also underlined by variety of exterior color
changing from low-rise to middle-rise on the facades as well
as it will become new space for modern life and outstanding
landmark at district 2, Ho Chi Minh city in Viet Nam.
본 계획안은 베트남 호치민 2군 지역에 위치한 시행사 노바랜드의 주
상복합 및 오피스 개발사업이다. 사업 규모로는 주상복합 총 5개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지하2층까지 주차장, 지상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상업시설, 지상3층부터 지상35층까지 아파트로 사용하고 오피스 총
3개동 지하1층, 지상 30층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주차장 및
상가, 지상 5층부터 지상30층까지 오피스로 계획되었다. 사람들을 위
한 커뮤니티 가로와 열린 공용 공간을 컨셉으로 배치하였으며, 저층부
터 중층까지의 다양한 입면의 색채 변화와 고층 부분의 성(castle)을
형상화하여 2군 안푸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계획하였다.

1

Client NOVALAND Group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Site Area 67,664.00㎡

Gross Floor Area 490,000.00㎡

Stories B2F, 35F

Client Incheon Golf Club

Location 인천광역시 영종도

Gross Floor Area 10,827.36㎡

Structure SC, RC

Stories B1F, 2F(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관리동)

OCEANWORLD, Vietnam
베트남 호치민 오션월드

베트남 호치민 DVC 아파트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영종도 골프 클럽 하우스

Structure RC

DVC Apartment, Vietnam
Client NOVALAND Group

Golf Club House, Youngjong Island

Site Area 18,282.50㎡

Gross Floor Area 113,268.00㎡

Stories B1F, 24F

Structure RC

Client Van Phuc Real Estate Investment J.S.C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Gross Floor Area 17,817.93㎡

Structure RC

Stories B2F,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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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1

KIA Motors Andhra Pradesh Plant, India

1

기아자동차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공장
Client

기아자동차

Location

Andhra Pradesh, India

Site Area

12,165,299㎡

Gross Floor Area

232,211.00㎡

Stories

3F

Structure

SC, RC

설계담당

한상구, 허준, 조승현, 서준호, 권영덕,
조은경, 마광현, 정민경, 김찬동, 박세민

2

SK Innovation K8 Battery
Charge & Discharge Evaluation Building
SK이노베이션 K8 배터리 충방전 평가동

It is a finished car production plant with a capacity of 300,000
units per year on a 2.86 million square meter site in Anantapur,
Andhra Pradesh, India. Hyundai Motor is located about 390 km
northwest of the Chennai plant in India and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the second half of 2018.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아난타푸르 지역에 건설되는 216만㎡ 부지에 연 30만대
생산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다.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Client SK이노베이션
Site Area 410.559.60㎡
Stories B1F, 7F

2

Location 대전시 유성구 SK대덕연구단지
Gross Floor Area 26.569.38㎡
Structure SRC

SK Innovation Komarom Plant, Hungary
SK이노베이션 헝가리 공장

390㎞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Client SK이노베이션
Site Area 000.60㎡
Stories 3~4F

Location Komarom Industrial Park, Hungary
Gross Floor Area 114,269.55㎡
Structure PC

3

SAERON Automotive
Yentai SAYC Plant, China
새론오토모티브 중국 옌타이 공장

3

CJ-Food Factory, Vietnam
CJ 푸드 베트남 호치민 공장
Client CJ Food
Site Area 71,271.37㎡
Stories 2F

Client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Gross Floor Area 58,596.31㎡
Structure SRC

새론오토모티브

Location

중국 산둥성 옌타이

Site Area

46,660.20 ㎡

Gross Floor Area

27,820.00 ㎡

Stories

2F

Structure

SC, RC

설계담당

좌성인, 양창현, 정현우

4

CJ Foodvill Pinhu Factory, China
CJ 푸드빌 중국 핑후 공장
Client CJ Foodvill
Site Area 38,546.00㎡
Stories 3F

Location 중국 핑후개발구 내
Gross Floor Area 30,809.42㎡
Structure S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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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주 프로젝트

No.
1

VITZROCELL Dangjin New Factory
비츠로셀 당진 신공장
Client

비츠로셀

Location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Site Area

41,914.50㎡

Gross Floor Area

18,788.21㎡

Stories

생산동 외 19개동

Structure

SC, RC

설계담당

문인정, 서종태, 김태형,
박선봉, 홍현기, 김우현

VITZROCELL plant in South Chungcheong-do, the world's third-largest
lithium battery maker, was completed in April 2018 that was completely
suspended from production due to a fire in its budget plant. Smart Campus,
which located in Dangjin Indus Park consists of advanced production lines in
19 buildings including R&D, manufacturing and office.
세계 3위의 리튬 1차 전지업체 기업 비츠로셀이 2017년 4월, 충남 예산공장의 화재로 인해 생산
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공장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2018년 4월 준공되었다. 당진 합덕 인더스
파크에 들어선 스마트 캠퍼스는 연구동·생산동·사무동 등 모두 19개 건물의 첨단생산라인으로
구성되었다.

NONGHYUP
HANARO Mart, Hanam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Project Name
HAWIYA 입찰 Project 건축설계

Client
현대건설

2

KIAN Project 입찰건축설계

현대건설

3

비츠로셀 당진공장 신축공사

비츠로셀

4

중국 상해 농심2공장 증축공사

5

K8 Battery 충방전 평가동 설계 및 감리용역

6

SK battery 유럽공장 Concept 설계

7

삼성바이오로직스 P2 CMP Modification

8

중국 하이닝 BP그룹 전기자동차 신축공사

농심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BP HOLDINGS KORDA

9

중국 옌타이 새론오토모티브 SAYC 신축공사

10

CJ E&M 일산 스튜디오 증축공사

11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12

영등포농협 도림로지점 신축공사

13

인도 NHVS Project

14

금호피앤비화학 김포 R&D센터 신축공사

성우종합건설

15

한국항공우주산업 발사체 조립동 & 구조시험동 신축공사

한국항공우주

16

프라하의 골드 맥주 양조장 신축공사

17

EAGLE Project 기획설계

18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건립사업 설계공모

19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건립공사 설계용역

21

부산통합청사 실시설계

22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역 통합사옥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3

인천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설계공모

인하대학교

24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포스코건설

25

인천 공항공사 부지 골프장 개발계획(IBC) 기본설계

26

청주가경 아이파크 2단지 공동주택 건축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

27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대안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

28

부산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대안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

29

반포3지구 아파트 주택재건축 대안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

30

의정부 CAMP 라과디아 주상복합 기획설계

현대산업개발

31

Fadhili 건축/구조/Plumbing 외주설계용역

32

현대글로비스서산 DCT 공장 증축공사

현대다이모스

33

평택 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현대글로비스

34

에버켐텍 화성공장 신축공사 감리용역

35

르네상스플라자(임마누엘홀)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기계설비)

36

평택 오성냉동물류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기본설계용역

한국종합기술

37

인천발전본부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타당성 기술자문

한국전력기술

38

동두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예비사업계획 검토용역

현대산업개발

39

광명 연료전지 발전설비 (2.64MW)

새론오토모티브
씨제이이앤엠
하남농업협동조합
영등포농협
HTI

프라하의 골드
한화큐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서산시청
우정사업본부
동부건설
삼일회계법인

이도

두산중공업

에버켐텍
숙명여자대학교

삼천리ES

40

신인천 연료전지 발전설비 공사

Client

농협

41

정읍 엠에코 증기공급설비 종합설계

Location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42

광주 수완 연료전지 발전사업 설계용역

Site Area

4,959.00㎡

43

탈 원전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 확산을 위한 연료전지사업 제안서 작성용역

Gross Floor Area

20,438.80㎡

44

고령 그린발전시설 건설공사 (5MW)

한라오엠에스

B3F, 4F

45

원주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한국중부발전

46

신보령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매 및 설계용역

Stories
Structure

RC

설계담당

김일, 김광섭, 정성환,
장삼수, 김소담, 박하린

47

태양광 연계 ESS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48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시티 TOWER 2B.2 (Hotel 4 star)

한국남부발전
엠에코
두산건설
서브원

삼천리ES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기업

2017 ANNUAL

16

2017 PROJECT

플랜트 엔지니어링

1

2

3

4

LH Fuel Cell Power Plant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
LH공사 연료전지 민간투자사업

SERVEONE, Co., Ltd.("Serveone") today announced the selection of its 11.44MW (PAFC Type, 440kW x 26ea) by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in an open bid for the Daejeon Energy Project, in which SERVEONE, Co., Ltd. jointly participated with Korea South-East
Power Corporation("KOEN"). For the Daejeon Energy Project, the capacity of the Doosan Fuelcell will be 11.44MW and SERVEONE,
Co., Ltd. sell all of the electricity we generate to KEPCO through the KPX. The site is located in Doan New town, Yoseong-gu, Daejeon
and the location of this project will be located beside Daejeon Energy District Heating Facilities which is 48.3MW and use the LNG. It
produces about 90,000MWh of electricity and 47million kcal heat and also provides electricity and heat for about 23,000 household for
a year. Also, It is expected to reduce carbon emissions by 16,000 tons per year.
(주)서브원이 한국남동발전과 공동으로 LH대전에너지 사업단 연료전지 발전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11.44 MW(PAFC타입 440kWx26ea)급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이 되었음을 발표했다. (주)서브원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 전력 공사에
전량 매전한다. 사업 부지는 대전 유성구 도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48.3 MW규모의 LNG
를 사용하는 대전에너지 사업단 난방 시설 옆에 위치해있다. 이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연간 약 9
만MWh의 전기와 4700만 kcal 열을 생산해 약 2만 30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매년 약 1만 6000톤의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Dongducheon Dream Power Corp. Fuel Cell Power Plant
동두천 연료전지 발전소
EPC 현대산업개발

2

Eugene Superfreeze Corp. Pyeongtaek Cryogenic Logistics Complex Fuel Cell Power Plant
EPC SK E&C

3

Location

대전광역시 유성구

Capacity

11.44MW, PAFC Type

참여기술자

이상규, 이해구, 창성민, 김인석

Location 경기도 평택시

Capacity 10MW, PAFC Type

KOMIPO Shinboryung Fuel Cell Power Plant
중부발전 신보령 연료전지 발전소
EPC 삼천리ES

서브원

Capacity 15MW, PAFC Type

유진초저온 평택 냉동물류단지 연료전지 발전소

[ 전자신문 An electronic newspaper, 2017. 12. 12 citation of news ]

EPC

Location 경기도 동두천시

4

Location 충남 보령시

Capacity 7.5MW, PAFC Type

KOSPO Shinincheon Fuel Cell Power Plant
남부발전 신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EPC 한양산업개발

Location 인천광역시 서구

Capacity 20MW, MCF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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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3020

신재생
에너지

3020

New Paradigm of Energy Business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PV-ESS Installation Business By KDHC
한국지역난방공사 태양광 연계 ESS 설치사업
The business is a project to install Photovoltaic(PV) and Energy Storage
System(ESS) in abandoned mine sites(Gangneung, Hambaek, Samcheok
Tanjwa and Yeongwol) by the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KDHC is
installing PV-ESS system to meet their RPS targets and transfer part of
their profit into social community.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폐광부지(강릉, 함백, 삼척 탄좌, 영월)에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 발전, 수익 창출과 환원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Capacity

Location

태양광

ESS (PCS/Battery)

강릉 ( A~D )

1MW

1MW / 2~3MWh

함

백

1MW

1MW / 2~3MWh

삼 척 탄 좌

3MW

2MW / 6~9MWh

영

1MW

1MW / 2~3MWh

월

Renewable energy is a key solution for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an enviroment problem.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For 3020 establishes an overall policy for the production and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South Korea plans to
meet 20 percent of its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with renewables by 2030. To following this trend of renewable energy market
KPEC provides a wide range of service from planning to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ectors including Photovoltaic, fuel cells
and hydrogen energy, feasibility studies, basic design, detailed design, equipment procur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and
commissioning support.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생산과 증진을 위한 전반적
인 정책을 수립힌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총 전기 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맞춰 케이펙기술은 태양
광,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는 물론 기자재 조달과 시공관리 및 시운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기술
A photovoltaic system converts the sun's radiation into usable electricity.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
The chemical energy from a fuel into
electricity through an electrochemical
reaction of hydrogen fuel with oxygen.

연료전지
Fuel Cell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
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이용하는 기술

태양광발전 / ESS

Photovoltaic Generation
/ESS

신재생
에너지

Hydrogen Energy System produces and
uses hydrogen by deriving from compounds
such as water, organism, fossil fuels.

강릉

Hydrogen Energy

삼척탄좌

ESS Installation in Ulsan CLX Plant
울산 CLX공장 내 ESS 설치사업
Facilities that contribute to the reserve rate of the national power
system by storing power in light load time and discharging it in the
overload time zon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peak power of the
existing Ulsan CLX plant.
기존 울산 CLX공장의 Peak 전력 저감용으로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과
부하 시간대 방전하여 국가 전력 계통의 여유율 확보에 기여하는 설비
EPC SK T&S

수소에너지

함백

Location 울산시 남구

Capacity( PCS/Battery) 20MW / 50MWh

The Fusion Station By GwangJu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융합스테이션
The fusion station is a complex energy station that can produce electricity
and charge hydrogen/electric cars at the same time by installing fuel cell
power plants. It is built in the Jingok Industrial Complex in Gwangsan-gu,
Gwangju city by Hyundai Motor Group and GwangJu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융합스테이션은 연료전지발전설비를 갖춰 전기를 생산, 수소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
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충전소로 현대자동차그룹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내에 구축하였다.
EPC 현대오토에버

Location 광주광역시 광산구

Capacity 연료전지 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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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발본부를 소개합니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안설계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곳이자 나와 내 가족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
그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주거설계의 신강자!

주거개발본부

미개척 지대였던
대안설계까지
영역을 확장하다

[ Concept ]

삭막한 도심 속에서 휴식을 주는 안식처 '오아시스' 를 컨셉으로 사막의 오아시
스처럼 생명력과 경관을 담은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 배치계획 프로세스 ]
조망점을 향한 열린 배치로 100% 열린 조망을 확보하였으며 주동거리의 최대
이격으로 대규모 광장 및 통경을 확보하였다. 초등학교변 일조피해를 최소화 하
였고 전동을 필로티 계획으로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고속도로변 최고 층수를 최
대 확보하여 바이럴 마케팅으로 가치를 상승시켜 랜드마크 단지를 실현시키고
서이초등학교 일조 침해, 단지 내 광장 미비

자 하였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안설계 (2017)

Landscape Masterplan

시작이 반이다! 놀라운 성장!!
2014년 일반건축설계 부문의 한 그룹에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설계1그룹, 2 그룹, 주거개발기획그룹까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개발본부가 되기까지 조직 규모의 확장은 그야말로 놀라운 성장이다.

최대 조망, 일조, 등/하교 동선 확보

초등학교 일조 확보, 광장 확보, 프라이버시 감소

처음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우수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해외까지 다양한 필드를 배경으로
공동주택에서 복합도시 프로젝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대 조망 확보, 등/하교 동선 미비

2015년 첫 프로젝트 청주 가경 1차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상설계 당선과 이를 발판
으로 대전 반석 아파트 신축공사와 2016년 청주 가경 2차 아이파크 신축공사 지명
현상이 당선되었으며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7년에는 미개척 지대였던 대안설계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당당
하게 수주에 성공한 서초 신동아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과 부산 시민공원 주
변 촉진3구역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는 MAP GROUP과 그 안에 주거개발본부가 주
거 설계 시장에서 수행능력과 사업영역을 다양하고 넓게 펼쳐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청주 가경지구 2차 아이파크 신축공사 지명현상 당선작 (2016)

쿨링 오아시스

오아시스 놀이터

오아시스 산책로

아쿠아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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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FOCUS

주거개발본부를 소개합니다

주동디자인

[ 디자인 특화 ]

URBAN OASIS
사막같이 삭막한 도심에 오아시스를 세우다
콘크리트 아파트 숲 사이에 새로운 프리미엄이 시작된다.
문주, 포디움, 주동까지 하나의 컨셉으로 연결되는
통합디자인을 통해 URBAN OASIS를 실현하였다.

문주
포디움

SKY COMMUNITY

고급스런 최상층

최첨단 도시의 상징 글라스 커튼월 룩을 활용하여 충분한 채광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련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연출

SANDSTORM

웅장한 게이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형상화한 웅장한 게이트를 통해
단지의 입면과 함께 최고의 오아시스 연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워크와 도전정신
LANDMARK

MAIN GATE

SKY COMMUNITY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그룹장의 진두지휘 아래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제안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팀원 모두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소통하며 완벽한 수행을 위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직원들의 강한 책임감과 조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뜨거
운 열정, 그리고 힘들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순간이 올 때도 무너지지 않는 끈끈한 단합
력, 그리고 팀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본부장의 강한 리더십과 그러한 본

Building Mass

Framing

Movement

Detail

[ 입면 디자인 특화 ]
오아시스 컨셉에 맞는 주동 입면 디자

Desert(Dry)

Oasis

Flow

Palm Tree

Building
BuildingMass
Mass

Framing
Framing

Movement
Movement

Detail
Detail

Urban Oasis (Tower)

책임감과 조화
그리고
뜨거운 열정

부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이신 김승욱 사장께서 존재하기에 이뤄지는 결과물이라 생
각된다.

함께 성장하는 주거개발본부
2017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이슈들이

인을 야자나무와 선인장을 모티브로

있었지만 주거개발본부의 가장 핫한

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중

이슈는 주거개발본부 이창용 본부장

외피, 커튼월룩 등 다양한 변화요소를

이 MAP GROUP의 모든 임직원 중

반영하였다.

에서 2017년 최고 MAP人 대상으로
선정된 일이라 생각된다. 이는 본부장과 모든 팀
원이 진심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이룬 동고동락
의 결과다.

주거개발본부장 이창용 상무가

2017 최고 MAP人 대상수상 후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년에도 뜨거운 열정과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로 주거개발본부는 큰 스펙트럼을 위해 힘차게 뛰
고 있으며 앞으로 쭉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서 100년 기업을 목표로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
는 MAP GROUP의 끝없이 상승하는 그래프의 중심에 주거개발본부가 앞장서기 위해 오늘도 열심
Desert (Dry)
Desert(Dry)

Oasis
Oasis

Flow
Flow

Palm Tree
Palm Tree

히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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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SSUE

남북 경협 PROJECT TFT

While taking the inter- Korean summit on April 27, 2018 as the opportunity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growing, North Korea currently needs to promote various projects
to overcome the economic backwardness, such as the building power plants for solving the shortage of
power supply and plants for manufacturing products including business conventions, facilities for tourism
industry, infrastructure expansion, etc. Architectural design system of North Korea has many differences
with South Korea. They prefers ornate facade due to the influence of Eastern Europe. Also the heavy snow
and cold climate need to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difficulty with the construction materials supply due to
the poor port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the backward construction material production technology.

남북
경협

남북 경협

PROJECT TF Team

Starting with Okryugwan project in Mount Geumgang in 2004, we have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with local projects and achievements in projects related to North Korea such as Hwajinpo rest area, Mount
Geumgang hotel,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MAP Group, as a plant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has formed TF that can present the design direction for inter-Korean economic projects based on the
accumulated data through projects we performed.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은 전력수급 부
족의 해결을 위한 발전소 건설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산업 기반시설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 낙후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의 건축설계 방식은 우리와 많은 차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동유럽의 영향으로 화려한 입면을 선호한다. 또한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기후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건축자재 생산 기술력과 항구 및 항만시설과 운송시설 등이 낙후되어 시공을 위한 자재공급이 어렵다.
당사는 2004년 금강산 옥류관을 시작으로 화진포 휴
게소, 금강산 호텔, 개성공단 등의 대북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과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를 보유하
고 있다. 또한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종합서비스 회사
로서 기 경험한 프로젝트에서 축척한 자료를 기반으
로 향후 남북경협 프로젝트의 설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남북경협 프로젝트 TF TEAM을 구성하였다.

01

02

03

대북 관련
실적 보유

현지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자 보유

토탈
엔지니어링

MAP GROUP

일반건축설계

산업건축설계

플랜트엔지니어링

Architectrual design

Industrial Architure

Plant Engineering

호텔&리조트 Hotel&Resort

개성공단 Gaeseong I.C.

설비 HVAC

공공청사 Public

식품공장 Food

전기 Electrical

업무시설 Office

전자공장 Electron

기계 Mechanical

교통시설 Transport

물류시설 Warehouse

배관 Piping

주거시설 Residential

의료시설 Medical

계장 Instrument

남북경협

단장 / Managing Director

PROJECT TFT

김인기·KM INKI

부단장 / Director
허임무·HUR RIMMU

그룹장 / Project Manager

김 일·KIM IL

대북관련 수행 프로젝트
1. 금강산 옥류관 (2005)
2. 화진포 휴게소 (2005)
3. 외금강 호텔 (2005)
4. 금강산 호텔 (2005)
5. 금강산 유스호스텔 & 콘도미니움 (2005)
6. 인지플러스 개성공단 공장 (2008)
7. 금강산 휴게소 내 농협은행 (2006)
8. 개성공단 내 수소충전소 (2006)
9. 금강산 통일 수련원 (2006)
10. 개성공단 복지회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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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최고의 건축가에 도전하라! EBS 취업 프로젝트 <최종면접 시즌2> 방송 출연
Challenge to become the Best Architect! EBS Job-hunting Project Broadcasting <Final Interview Season 2>

2017 HIGHLIGHT NEWS

MAP GROUP appeared on the EBS Job-hunting project called "Final Interview Season
2". The intense recruitment process of the candidates was vividly showed. In the hiring
process document screening of the candidates applied from each region, interview, and the
final architectural practice examination were shown. Through this, we could advertise the
company as well as recruit excellent talents with passion and dream.
EBS 취업 프로젝트 <최종면접 시즌2>에 출연, 각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와 1차 실무진 면
접과 2 차 실무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임원진 면접까지
생생하고 치열한 선발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열정
과 꿈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였으며. 당사를 공
중파로 알릴 수 있었다.

2017.05.26
봄맞이 워크숍

2017.10.26
창립 23주년 기념 장기근속자 포상

2017.12.15
12기 공채신입사원 입사

2017.12.22
에제르 솔리스트 앙상블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Long Service Awards in the 23rd anniversary of the company foundation

Recruitment for 12th new employees

The New Year's Eve with the EZER Soliste Ensemble

In 2017, the spring workshop was held for each business sector
with to boost employees' unity within the department. It wa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employees from preparation to finishing, and
it was time to get closer and become more intimate and united by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while sweating and discussing.

In 2017, in celebration of its 23 rd anniversary of the company
foundation, the long-term employees who grew up with the
company and worked hard were rewarded. We thanked and
congratulated them for all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and this
also gave all the attendees motivation for the long service.

12 th new employees with passion and dreams for the future
has joined the company.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grow as
key talents of MAP GROUP, who can lead change with selfdevelopment through passion and breakthrough in the changing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in the 2016, the year-end party of 2017 was also held as a cultural
event. The year-end concert with the EZER Soliste Ensemble further
enhanced the quality of the event. It has become a meaningful event to
invite the parents of new employees of 2018 to celebrate the beginning of
their first step toward career path and spend the New Year's Eve together.

2017년 봄맞이 워크숍은 부서 내 화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각 사업부문

2017년도 창립 기념식은 23주년을 맞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와 함께 성
장하고 수고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 및 포상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랜 시
간 함께 근무한 선·후배 직원들간 감사와 축하를 나누었으며 참석한 모든 직
원들에게도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미래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무장한 12기 공채 신입사원이 입사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꾸준한 자기계발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MAP GROUP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송년회도 문화예술송년회로 개최되었다. 에제르 솔리

A spring workshop

별로 진행되었다. 준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토론과 체육대회 등을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며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남궁건우

채 우 리

김 선 웅

설계3본부

설계2본부

전략사업본부

심 기 수

배 소 정

김 나 현

주거개발본부

주거개발본부

설계2본부

권 소 연

한 하 영

박 세 진

글로벌사업본부

플랜트엔지니어링본부

플랜트엔지니어링본부

김 영 재

구 승 혁

윤 건 륭

설계1본부

글로벌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스트 앙상블과 함께한 송년음악회는 송년행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2018년도 신입사원들의 부모님을 초청,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의 시작을
축하하고 함께 송년의 밤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7.10.23
한일호 회장,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수상
Award the chairman Mr. Han,
the highest Korean National Prize
한일호 회장이 2017 대한민국 최고 국민
대상에서 경제부문 '건설발전 경영대상 '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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